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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관광 SNS를 이용하여 관광활동을 하는 관광객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표현이 관광경험 그리
고 관광 SNS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사회적 지원 및 자기표현과 관광경험간의 영향관
계에서 관광 SNS에 대한 관광객의 이용목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표현
은 관광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관광경험은 관광 SNS 이용의도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SNS 이용목적은 자기표현과 관광경험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적 지원과 관광경험간의 관계
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서 관광객의 SNS 이용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마케팅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사회적 지원, 자기 표현, 관광 경험, 관광 SNS 이용의도, 관광 SNS 이용목적

Abstract  For this study, we intend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of tourism SNS, self 
expression, tourism experience and tourism SNS usage intention with focusing on a moderating effect of 
tourism SNS usage purpose. As the results, we found the statistically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s 1) 
between social support and social experience, 2) between self expression and social experience, and 3) between 
social experience and usage intention of tourism SNS. And also we observed that the moderating effects of 
tourism SNS usage purpo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tourism experience and another 
relationship between self expression and tourism experience all partially positive.

Key Words : Social Support, Self Expression, Tourism Experience, Tourism SNS Use Intention, Tourism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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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2015년 상반기 국내 의 침

체는 심각하 으나, 하반기 10월에 들어서면서 완 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국 국경  기간 동안 21

만명의 국 객 방문은 작년(2014년) 비 30% 정도  

증가하여 국내 산업은 발 의 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1]. 이와 더불어 외국인 객들이 입국 즉시 공

항이나 가까운 이통사 리 에서 휴 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한 정부의 방침은 정보통신기술기반 활동에 

한 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즉,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객에게 모바일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함[2]으로써 국내 산업 발 의 재도약을 

기 하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모바일 기반  소셜네

트워크 서비스의 산업에 한 향은 지 한 바 이

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지속 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

이다. 

소유하지 않은 데이터를 구나 손쉽게 생산  공유

할 수 있게 된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의 기본 욕

구라고 할 수 있는 타인과의 계형성  유지를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게 하 다. 이러한 이용자 참여 심의 서

비스로서 태동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이제 요한 의사소통방법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마  채 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용자의 의사소통이라는 에서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는 타인으로부터의 배려와 존 을 할 수 있는 소

통의 개념으로서 사회  지원을 확 하고 있다[3]. 특히 

객을 상으로 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여

행활동 과정에도 사회  지원이 가능  함으로써 의 

효율성을 높이며[4]. 사회  지원은 객의 경험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객은 자신의 인상과 감정을 함께 히 

표 할 수 있는 자기표 이 가능하게 된다. 선행연구[6]

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자기표 을 하는 사용

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지속 인 사용의도가 높아

진다고 하 다. 동시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객의 활동의 효율성은 증 됨으로써 경험

을 보다 풍부하게 하며 결과 으로 만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상과 같은 국내 의 시  흐름과 선행연구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

용하여 활동하는 객의 사회  지원과 자기표

이 경험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의도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단, 보다 세부 인 연

구를 하여 객의 사회  지원  자기표 의 

경험간의 향 계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객의 이용목  수 의 조 작용을 악하고자 한

다. 지식습득, 뉴스소식듣기, 네트워킹, 정보공유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목 [8]에 한 객의 인지

수 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활동에 

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

에 각 변수간의 조  향 작용을 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지원

사회  지원이란 개인이 보살핌을 받고 존경받는 가

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하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조직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정보[9]로서 타인, 집단, 

지역사회 등에 의한 사회  유 를 통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10]. 사회  지원은 

정서  지원, 존  지원, 계망 지원 등[9]으로 한 자

심 지원, 정보  교류 지원, 감정  교류 지원, 사회  

네트워크 지원, 유형  지원 등[11]으로 구분된다. 

Gao 등[12]은 온라인상에서의 유형  지원을 정보  

교류 지원에 포함시켜 총 4가지 형태의 사회  지원기능

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한 온라인 매체 이용

자들을 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지원 기능은 매체의 사회성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SNS 페이지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  상호작용

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의도한 

목 을 해당 커뮤니 이션 랫폼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13]. 

매체의 사회성을 강화하는 요인  매체의 사회  지

원 기능에 을 둔 연구[13]는 정보지원, 감정지원, 자

심지원 등으로 분류한 사회  지원이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유희성과의 향 계가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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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기표현

자기표 이란 타인을 상으로 자신을 표 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  자신의 정 인 사회  인상을 형성하

게 하고, 부정 인 인상에 한 인식률을 최소화하기 

한 행 로 정의할 수 있다[14]. 사회  계를 통해서 구

성되고 변화하게 되는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표 의 커뮤

니 이션은 개인의 사회  계를 유지하는 본질  과정

이다[15].  

오 라인과 온라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오 라인 상

황에서는 실  자아에 해 생각하게 되는 반면 온라

인 공간에서의 자기노출은 실 공간보다 제약이 작아 

심리  부담감이 어든다고 하 다[16, 17]. 따라서 면

면 커뮤니 이션 상황보다는 온라인에서 보다 선택 인 

자기표 이 이 지게 된다[18, 19].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표 은 자신에 한 정보를 직  

제공하기보다는 문화생활, 취향 등을 통해 시각 으로 

보여주는 간  표 방식인 경우가 많다[20, 21]. 한편 

트 터 환경에서의 이용자들은 자기 자신에 한 일화나 

다른 사람에 한 일화를 소개하거나 자신이 한 일을 드

러내어 자기과시 혹은 안부인사 등으로 본인의 온라인상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22].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유

형의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SNS로 확장된 자기표 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23]. 

2.3 관광경험

경험은 일상성과 조되는 신기성 경험으로서

[24] 일상에서 일시 으로 탈피하여 고양된 심미  경험

을 얻은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 경험은 객들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공간 안

에서 개별 경험  상호작용[25]을 통하여 개인이 얻게 

되는 활동 의 지식, 정보, 감정 등을 의미한다[26].  

 의 주요 쟁 [27]으로서 경험은 객이 

자아효능감을 가지고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활

동의 가치를 증진시킨다[28]. 

이 실·이형룡[29]은 객 고유성 경험을 객 , 

실존 , 가공  등으로 분류하 으며, 객은 지의 

고유성보다는 행 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주

 경험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 다. 

SNS는 개방성과 편리한 공유기능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용자수가 증하 고, 많은 콘텐츠를 생산, 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 연결된 이용자들과 함께 

정보 콘텐츠가 공유되고,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간

의 계와, 콘텐츠간의 계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분

류하고 재배치할 수 있다[30].

2.4 관광 SNS 이용목적

SNS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한 다양한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31, 32]. 따라서 정보습득과 처리

에 한 동기와 능력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심사, 

지식, 자기 효능감등의 증진으로 인해 결과 으로 참여

의 확 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SNS는 가지

고 있다[33].  SNS 이용목 은 자아성[34], 정보 공유  

탐색[35], 소통 계유지[36] 등을 들 수 있다. 

김 근·최민재[37]는 SNS 이용목 을 정보, 참여, 교

류 등으로 분류하 는데, 교류가 가장 뚜렷한 이용목

임을 확인하 다. SNS 이용자는 개인의 욕구충족  

실  필요에 의해 활용하는 능동  행  주체로서, 극단

의 경쟁  환경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자 하는 소통의지가 다른 어떤 목

에 우선할 수 있음에 기반 하는 것이다[38].

2.5 관광 SNS 이용의도

이용의도란 제품 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의향

[39]을 뜻하며, 사용자와 기업의 지속  계를 유지하기 

한 핵심 개념이 된다. 지속  사용의도는 과거의 경험

을 바탕으로 한 기 의 척도요인이 된다[40].

이용의도는 만족의 성과변수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후 만족에 의해 향을 받는 태도변화나 행동의 변

화를 의미하며[41], 이의 형성에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

로 형성된 기 이익이 요한 역할을 한다[42]. 인터넷상

의 경험은 사용자의 감정에 정 인 향요인으로 작용

함으로써 사이트에 한 지속사용 의도를 증가시킨다고 

하 다[43].

SNS 이용의도에 주요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

 향,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개인사생활 우려, 지각된 

사용노력 등이 제시되기도 하 고[44], SNS의 지각된 유

용성과 고객만족이 지속  이용의도에 직 인 향

계가 있음을 알 수 있[39, 45]. 한 SNS의 사회  지원 

기능이 사용용이성, 유용성, 유희성 등에 유의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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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이는 SNS의 이용의도에도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3].

3. 연구 설계 및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SNS 이용목 별 사회  지원  자기

표 이 경험과 SNS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기 한 것으로 이론  배경에서 논의된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사회적 지원, 자기표현과 관광경험

SNS 이용 증가로 인한 사회  계 형성은 더욱 요

해지고 있으며 SNS를 통해 형성된 교량 이고 결속 인 

사회  지원의 수 이 높을수록 만족은 높아지게 된다

[46]. SNS 사용자들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 혹은 특

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등을 검색하고, 자신의 

의견을 상 방에게 달하거나 화를 나 는 SNS의 기

능들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연결망을 강화한다[47]. 

한 상호간의 연결은 사회  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자원 획득에 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48]. 

SNS를 통해 자기표 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높은 정보공유의도를 지니며[49]. 따라서 자신을 표 하

고 노출할 가능성이 상 으로 더 높아진다[50]. 지인과

의 교류가 SNS의 요한 이용목 으로 부각되면서[51] 

자기표  수단의 이용 목 이 주목받게 되고 그에 따른 

SNS의 활발한 활용에 한 분석이 연구되었다[52, 53].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H1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사회  지원

은 경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자기표 은 

경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관광 SNS 이용목적의 조절효과

정보  지원은 안내지원 는 평가지원 기능으로도 

제시되고 있는데 [54], 이는 SNS 사용자들의 이용목 과 

직 으로 연결되어 있다.  소셜네트워크의 이용유

형에 한 연구[5]에서 네트워킹과 정보공유가 인지한 

사회  지원과 획득한 사회  지원에 유의한 향 계가 

있음을 입증하 으며, 이는 경험에도 유의한 향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 인 

자기표 연구[55]에서 자기표 이 포스  정보유형간의 

유의미한 계가 있음을 확인하 으며,  소셜미디어

에 한 연구[7]에서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경험에 유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논리 으로 개한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의 설

정이 가능할 것이다. 

H3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SNS) 사회  지원

과 경험의 향 계에 있어  SNS 이용

목 은 조 작용을 할 것이다.

H4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SNS) 자기표 과 

경험의 향 계에 있어  SNS 이용목

은 조 작용을 할 것이다.

3.2.3 관광경험과 관광 SNS 이용의도

경험은 만족 정 인 향[56]을 주며, 자아

확인과 일상탈출을 통한 경험은 만족에 향을 주며 

충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7]. 경험의 고유

성, 체험성, 매력성 등이 만족도에 향을 주며 재방문과 

구 효과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58]. 이용의도를 

높이기 한 이용자 경험은 매우 요하며[59],  소

셜미디어상의 경험은 만족과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향 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7].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H5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SNS) 경험은 

 SNS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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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설문지 구성을 한 측정변수로서 사회 지원 6문항, 

자기표  5문항, 경험 4문항, SNS 이용의도 4문

항, SNS 이용목  4문항의 측정항목을 각각 사용하

다. 

설문지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7  척도(①  아

니다 ∼ ⑦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측정변수의 조작

 정의, 이론  근거가 되는 출처  항목수를 정리요약

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Factor Operational definition Researcher

Social Support
Resource available direct/indirect 

approach through SNS
[45]

Self Expression
Degree of intention expressed self 

through SNS
[21]

Tourism 

Experience

Information or emotion earned 

during individual tourism activities 

through SNS

[26]

SNS Usage 

Purpose
Motivation and purpose using SNS [4]

SNS Use 

Intention
Degree of intention using SNS [40]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3.4 자료 수집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기존연구들에서 개발하

여 사용된 측정도구를 기 로 하여 여행사의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가설검증을 

한 실증분석에서 설문조사 상자는 김해공항 이용객  

 SNS 이용경험자로 하 다. 설문지의 수집기간은 

2014년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하 으며,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하여 직  기입하는 

자기기입방법을 사용하 다. 총 250부를 배포하여 212부

를 회수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하거

나 다수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0부를 제외한 총 202부

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모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자료의 인

구통계  분석(빈도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요인분

석), 상 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으며, IBM 

SPSS 22.0을 이용하 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을 분석한 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 학

력 등의 반 인 분포가 큰 무리가 없어 비교  모집단

의 특성을 히 반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Section Frequency %

Sex
male

female

94

108

46.5

53.5

academic 

ability

Less than Middle School

Less than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ion

More than Graduate school

8

34

151

9

4.0

16.8

74.8

4.5

Frequency 

Used SNS

Twitter

Facebook

Band

Kakao Story

Youtube

Blog

Cyworld

Naver/Daum Cafe

Others

19

81

28

39

1

3

18

11

2

9.4

40.1

13.9

19.3

0.5

1.5

8.9

5.4

1.0

Age

Less than 20

20-30

31-40

41-50

More than 51

20

81

53

34

14

9.9

40.1

26.2

16.8

6.9

Information 

of Tourism 

SNS

Tourism Information

Food  Information

Accommodation Information

Weather Information

Shopping Information

Transportation Information

Event Information

Others

66

65

14

9

17

10

13

8

32.7

32.2

6.9

4.5

8.4

5.0

6.4

4.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4.2 신뢰성 및 타당성

변수들간의 계에 한 검증을 하여 사 에 각 구

성개념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 다.

타당성은 첫째, 측정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와 둘째, 그 개념이 정

확히 측정되었는가 하는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주성분분

석을 실시하 고,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해 직각회  

 베리맥스(varimax)회 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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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ame
Question Component Community

Eigenvalue

(Variation)

[KMO]

<Bartlett’sph

ericity test>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1 .879 .773

4.099

(68.318)

[.885]

<752.639 >

Social Support2 .873 .762

Social Support3 .832 .692

Social Support4 .825 .681

Social Support5 .793 .629

Social Support6 .749 .561

Self 

Expression

Self Expression1 .876 .768
3.567

(71.330)

[.831]

<618.288>

Self Expression2 .874 .763

Self Expression3 .861 .741

Self Expression4 .832 .692

Self Expression5 .776 .603

Tourism 

Experience

Tourism Exp1 .882 .779 2.776

(69.397)

[.753]

<394.683>

Tourism Exp2 .875 .766

Tourism Exp3 .868 .754

Tourism Exp4 .691 .478

SNS 

Usage 

Purpose

SNS UP1 .921. .849 3.034

(75.842)

[.823]

<451.178>

SNS UP2 .891. .794

SNS UP3 837 .700

SNS UP4 831 .690

SNS Use 

Intention

SNS UI1 .931 .867 2.947

(73.677)

[.779]

<470.048>

SNS UI3 .864 .747

SNS UI3 .836 .699

SNS UI4 .796 .634

<Table 3> Analysis of Validity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정을 해 내  일 성을 측

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하 알 (Cronbach’s Alpha)를 측정

하 다. 분석결과는  SNS 사회  지원은 .906, 자기

표 은 .897, 경험은 .844,  SNS 이용의도 .878 등으

로 모두 .7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의 신뢰도와 기술통계량  상

계는 <Table 4>에 제시된바 와 같다. 먼  평균값을 

살펴보면  SNS의 이용목 과 경험이 각각 

5.237, 5.070 등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SNS 이용의도도 4.794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한 각 변수들간의 련성 정도인 상 계분석결과 

변수들간의 상 계에 있어서 사회 지원은 경험

(r=.446, p<.01), SNS 이용의도(r=.493, p<.01)에 유의미

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 은

(r=.471, 340, p<.01)등으로 변수 모두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

ble 

Name

Avera

ge

Standard 

Deviation

Construct of Correlation

1 2 3 4 5

1 4.349 1.333 1

2 4.352 1.264 .482** 1

3 5.237 1.432 .446** .471** 1

4 5.070 1.099 .321** .235** .569** 1

5 4.794 1.384 .493** .340** .611** .535* 1

Cronb

ach a
- - .906 .897 .844 .708 .878

1: Social Support, 2: Self Expression, 3: SNS Usage Purpose 4: 

Tourism Experience, 5: SNS Use Intention

** p<.01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Coefficient, Correlation Analysis

4.3 가설검증

분석결과, 먼  주효과 가설검증단계에서는 경험

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사회  지원(β=.236, p<.01), 

자기표 (β=.287, p<.01) 등 모두 경험에 유의미한 

정 인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따라서 H1, H2는 채택되었다.

조 효과 가설검증단계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의(SNS) 자기표 과 경험의 향 계에 있어 

자기표 (β=.094, p<.01)은  SNS 이용목 이 조 작

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의(SNS) 사회  지원과 경험의 향 계에 있

어 사회  지원(β=.001, p>.05)은  SNS 이용목 이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참조). 

따라서 H3은 기각되었고, H4는 채택되었다.

Independe

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Tourism Experience

Model1 Model2 Model3

Main 

Effect

Social Support (A) .236** .136** .140

Self Expression (B) .287** .247** .737**

SNS Usage Purpose 

(C)
.343** .742**

Moderatin

g Effect 

AxC .001

BxC .094**

R2 .276 .454 .475

⧍R2 .179 .026

F-value 39.118** 65.620** 4.953**

* .05>p>.01  ** p<.01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NS Usage Purpose
between SNS Social Support, Self 
Expression, Tourism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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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SNS)의 경험

은  SNS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유의수  0.1% 범  내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참조).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No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eta

SNS

Use 

Intention

(Constant) .896 .366 - 2.448 .015

Tourism 

Experience
.769 .071 .611 10.905 .000**

R
2
=.373, Revised R

2
=.370, F=118.917, P=.000

** p<.01

<Table 6> The Analysis on Relation between
Tourism Experience and SNS Use
Intention

5. 결론

본 연구는  SNS의 사회  지원, 자기표 , 경

험,  SNS 이용의도간의 향 계를 규명하 다. 더

불어 변수간(사회  지원→ 경험, 자기표 → 경

험)의 계에  SNS 이용목 이 조  향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 으며,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Hypothesis Path Result

Hypothesis1
Social Support 

→ Tourism Experience
Accept

Hypothesis2
Self Expression 

→ Tourism Experience
Accept

Hypothesis3
Social Support, Tourism Experience  

→ SNS Usage Purpose 
Reject

Hypothesis4
Self Expression, Tourism Experience 

→ SNS Usage Purpose 
Accept

Hypothesis5
Tourism Experience 

→ SNS Use Intention
Accept

<Table 7> Analysis Result of Study Model

첫째,  SNS의 사회  지원은 경험에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지원으로

서 여행 에 SNS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한 인지

도가 높을수록 경험도가 증가한다는 가설 1의 결과

는 선행연구 [4, 5]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쨰,  SNS의 자기표 은 경험에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기분이나 감

정 등에 한 자기표  행동이  SNS상에 활발할수

록 경험도가 증진한다는 선행연구[60]의 결과, 혹은 

경험도가 증진한다는 선행연구[7]의 결과 등과 일치한다. 

셋째,  SNS의 사회  지원과 경험과의 계

에서  SNS 이용목 의 조 효과는 유의 이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NS의 자기표 과 경

험과의 계에서  SNS 이용목 의 조 효과는 유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를 이용하는 목 이 

강하거나 뚜렷할수록 자기표 이 경험에 미치는 

향은 증진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경험은  SNS 이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SNS를 이용

하는 객의 경험도가 클수록  SNS에 한 이용

의도가 높다는 의미로서 선행연구[5]와 일치한다. 

요약하면  SNS 상의 사회  지원, 자기표 , 

경험,  SNS 이용의도간의 계분석결과는 상기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반면 본 연구에서  

SNS 이용목 의 조 효과분석은 학문 으로 기로서 

연구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연구  함의가 있

을 것이다. 

객은 네트워킹형, 뉴스형, 지식검색형, 콘텐츠공

유형 등[30]을 하여  SNS를 이용한다. 본 연구 결

과에 의거하면  SNS의 이용에 한 객의 목  

강도가 클수록 경험에 미치는 자기표 의 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공간보다 제약이 작아 심리  

부담감이 어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표 이란 

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의 특성이 잘 반 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이러한 자기표 의 향력을 강화시

켜주는  SNS 이용목 에 한 연구는  SNS의 

발 을 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시사 으로서  SNS의 발 을 해서 SNS 이용

목 을 보다 정확하게 악해야 할 것이다. 주로 뉴스소

식듣기, 네트워킹, 정보공유 등을 하여  SNS를 이

용[5]하는 국내 객들을 상으로 한 보다 심층 이

며 세부 인 이용목  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 SNS를 극 으로 활용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공감을 표 할 수 있도록 SNS의 기술

 인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용자들의 SNS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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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목 에 부합하는 정보교류  커뮤니 이션에 기반한 

마  활동을 개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이다. 반면 조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사회  지원부분에 한 연구

도 필요할 것이다. 즉, 여행 에 제공될 수 있는 혜택과 

SNS 이용목 과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악한다면 객이 인지할 수 있는 경험의 강도는 증폭

될 것이며, 그 결과  SNS에 한 객의 이용의도

는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미래 연구방향으로서  SNS

에 한 본 연구는  SNS 이용요인에 한 심층  연

구가 요구된다. 한  SNS 특성상 자기표 요인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진화된 

 SNS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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